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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위

표시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및 설정 키

타이머/알림 표시부 및 설정 키

타이머가 설정된 버너 표시부

보온잠금/해제

일시정지

화력조절 버너 선택 키전원

알림 선택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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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으로 표시됩니다.

「   」이 표시됩니다.
※ 적합한 냄비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버너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버너를 동시에 끄고자 할 때는 전원 키(    )
를 누르면 됩니다.
조리가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타이머 표시부(           )를 누르면 타이머 
표시부에 「        」이 표시됩니다.

타이머 해제는 버너 선택 후 설정된 시간이
표시되면 타이머 표시부(          )를 누르고

+, -키를 눌러 「        」으로 설정하면 타이머가
해제됩니다.

※

「    」가 점멸되며 시간이 표시됩니다.
※

※
    「      」가 표시됩니다.

「         」

첫번째 「0.」은 시간을, 두번째와 세번째 「00」은
분을 표시합니다.
「0.00」~「9.59」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②

버너 표시부에 「    」가 표시되면서 부스터가 작동
됩니다.
기름을 데우거나 튀김 조리 시 부스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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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표시 램프가 점멸되며, 타이머 표시부에
「         」이 표시됩니다

+, - 키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첫번째 「0.」은 시간을, 두번째와 세번째 「00」은
분을 표시합니다.
「0.00」~「9.59」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알림 기능은 설정 시간이 지나도 버너는 꺼지지 
않습니다.

화력표시부를 누르면 제품이 다시 동작

전원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전면과 후면 버너의 

화력 조절 키(                           )로 화력을
설정합니다.

화력표시부를 동시에 누릅니다.

합니다.

「     」

잠금/해제 키가 선명해지며, 잠금/해제 키와 
화력표시부 LED를 제외하고 모두 소등됩니다.

안전잠금 상태에서는 전원 키와 잠금/해제 키만
작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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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잠금 상태여도 리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러 원인이 제거되면 경고음과 에러코드
   표시가 사라지고 제품이 꺼집니다.

「           」

「  」

「  」

「     」 표시됩니다.

「   」와 설정 화력이 점멸표시 되며 Heat-up 
기능이 작동합니다.
Heat-up 작동 시간은 자동 복귀 설정단
(1~8)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9단과 P단에서는 Heat-up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at-up 기능 사용중 자동복귀 설정단을 
높일 수 있지만, 낮추면 기능은 해제됩니다.
버너 선택 키를 3초간 누르면 기능이 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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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출력으로 동작시킬 때 ‘위잉’ 또는 ‘지직’하는 소리 
다중 바닥을 가진 용기를 사용할 때 열에 의해 용기가 늘어나며 ‘딱딱’하는 소리
냉각팬이 작동하는 ‘부응’하는 소리

사용 용기 
권장 치수

버너에 용기를 올렸
을 때 용기가 버너에
밀착되는 면을 기준
으로 측정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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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오류

센서 오류

센서 과열 제품을 충분히 식혀주십시오

16쪽

증상이 계속되면 서비스 센터에 의뢰 하십시오

조작부 PCB,  제너레이터 오류

RBI-H4100P

인덕션레인지(핫플레이트)

좌(전면)

2,000W
부스터 3,000W

2,000W
부스터 3,000W

2,000W
부스터 3,000W

2,000W 6,600W

48 mm

2,500W
부스터 3,000W

좌(후면) 우(전면) 우(후면) 합계브릿지

591

50
6

48
0

558

32 48

19
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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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부에 인화성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 하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차열판의 설치는 사용자의 가옥구조에 따라 
알맞게 제작,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가 구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 설치 기사에 의해 설치하십시오.

제품

시공 시 전기 안전 기술 표준 및 법규를 준수
하십시오.

전원선을 임의로 연장하지 마십시오.

접지는 반드시 연결해서 사용하십시오.

상판에 제품 설치를 위한 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설치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제품 하부에 타사 제품 (예:식기 세척기,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품 바닥과 
20mm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해 주십시오. 

제품 바닥과 20mm 이상 공간 확보를 하지 않고, 
타사 제품과 붙여서 설치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빌트인 작업 시 공기 순환을 위해 싱크대 내부
뒷쪽 공간을 최소 40mm 이상 띄어야 합니다.

필요 시 싱크대 하단 순환 홀 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Ø20~Ø30)

밀착 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전면 부분도 공기 순환을 위해 5mm 이상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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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레인지
전용(ELCB)

   

선이 여러 가닥일 경우, -자 터미널 단자를 전용 
압착기로 압착 후 고정해 주십시오. 
(압착 시 헐겁지 않도록 주의) 

(- 자 터미널 단자) 압착 시 반드시 전용 압착기를 
사용하십시오.

 
1

[여러가닥일 경우]

(전용압착기)

(-자 터미널 단자)

①

② ③

[-자 터미널 단자 압착]

전원선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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